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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본간호술을 통한 첫 간호의미 경험

The Experience of Frist Nursing Meaning among 
Fundamental Nursing Skills

김미화*, 이지현**

Mi-Hwa Kim*, Ji-Hyun Lee**

요 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전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을 통해 간호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질적연구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현재 M대학교 간호학과 재학 중인 3학년을 대상으로 임상실습경험이 없고, 핵심기본간호술기수

업을 후의 면담을 통해 분석되었다. K시 일개 대학의 3학년 재학생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을 처음 실시한 학생을 17명

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3개의 범주와 19개의 주제모음으로 도출 되었다. 3개의 범주에는 1. 도움의 의미 2. 두

려움의 극복, 3.간호술기습득 기회로 이었으며, 결론은 임상실습전 첫 핵심기본간호술은 서로에 대한 도움으로 간호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며, 반복되는 연습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새롭게 알게 된 핵심간호술기

의 습득은 자신감을 가지는 경험하게 되는 효과적인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본질적인 간호의 철학을

가지는데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며, 핵심기본간호술기 수행능력 향상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핵심기본간호술, 임상실습, 간호대학생, 질적연구, 경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nursing through core basic nursing for nursing 
students before clinical practic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analyzed through interviews after taking the core 
basic nursing skills class for 3rd graders who are currently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at M 
University. Seventeen students were enrolled in a K-city university as a third-year student who first performed 
core basic nursing skill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derived into 3 categories and 19 thematic collections. 
The three categories included 1. meaning of help, 2. overcoming fear, and 3. opportunity to acquire nursing 
skills. The conclusion was that the first core basic nursing skills before clinical practice was a time to learn the 
true meaning of nursing through mutual help The difficulties were overcome with repeated practice, and the 
acquisition of newly learned nursing skills appeared as an effective process to experience with confidence. 
Therefore, it can be used as a useful basic data for counseling and guidance on th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to clinical practice, an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as a useful data for successful practice 
application couns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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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전 세계는 COVED-19으로 모든 일상이 정지되

었다. 이는 일반사회에서 학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데, 특히 실습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간호 대학생들에

게도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재 한

국의 간호학과는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이론과 실

습을 기반에 두고 있다[1]. 간호교육은 강의실에서 학습

한 이론적 내용뿐 아니라, 임상실습에서 배운 실제를

적용하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교육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임상실습 교육은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중심

학습법을 실습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간호교육의 궁극적

인 목표 달성 할 수 있다[2]. 또한 간호대학생들은 실습

을 통해 간호술과 간호전문직 자질을 습득하고 있다[3].

또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실습임에도 대게의 간호

학생들은 임상실습지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실습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4]. 이러한 실습에서 간호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자신들의 간호

술의 부족함을 느끼며[5], 이는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6]보고하고 있다.

이를,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임상현장에서 핵심적인

간호술기를 핵심기본간호술을 통해 핵심적이고 기본적

인 실무능력 갖춘 간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20가지의 항

목을 선정하여 평가하고 있다[7].

핵심기본간호술은 역량 향상을 위해 체계적 교수법

과 관리로 자신의 술기역량을 높이며, 간호실무에서 능

숙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습교육과 관련

한 선행연구는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간호학생 요구에

관한 조사연구[8], 3학년을 대상으로 분만간호를 핵심술

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의 효과[9], 3,4학년을

대상으로 한 핵심술기가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연구[10], 4학년을 대상으로 핵심기본간호술의

재교육 효과를[11]본 등이었다. 간호술에 교육 수행정

도, 교육의 효과를 나타난 양적 연구들이 다수였다.

핵심기본간호술은 대부분의 간호대학에서는 정규교

육과정 운영함으로써 임상실습이 이루어지기 전 간호

학생들의 핵심기본간호술의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12].

그러나 핵심기본간호술을 통해 간호의 의미를 살펴본

질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핵심기본간호술기 교육

을 받은 간호대학생의 경험한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고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 각 개인의 실제 경험과 느

낌을 학생의 입장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하기 전에 핵심기본간호

술을 통해 학생의 간호사를 통한 간호의 의미를 파악하

기 위함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 전 핵심기본간호술기를 통한 간

호술에 대한 학생들의 면담을 통해 간호의 의미를 파악

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으로 Colaizzi[13]의 연구

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2. 자료수집 및 연구 참여자

본 연구 참여자는 현재 M대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으로 COVED-19으로 인해 2학년 비대면 학습이

시행되어진 학생으로 전공과목과 관련하여 일체 비대

면으로 수업이 이루어 졌다. 이후 학년 진급 후 학생들

은 대면으로 수업으로 변경되었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본 연구의 방법, 목적과에 대

해 직접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으며, 면담하면서 발생되

는 소요시간, 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연구참여의 철회

가능성 연구 후 자료폐기 등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간호교육과정을 개

발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면담내용을 전형적인 방법으로 녹음을 하

였고,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참여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 후 심도 있는 면담을 재실시하였다. 또한 수

업경험을 자가보고서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에게 “핵심간호술기가 실습 전 임상실습 경험으

로 어떠했나요? 라는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면담은 참여자가 핵심기본간호술을 실

습을 준비하고 실기시험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마련해 주었다. 평

균 면담 시간은 최저 20분에서 최고 2시간 가량 소요되

었으며, 평균 소요시간은 45분 정도였다. 자료 수집은

인터뷰 자료가 포화될 때 까지 순차적으로 참여자 면담

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비언어적인 것도 메

모해 자료 분석에 참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을 하면서 기록된 비언어적 표현도 추가로 기록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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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

해 Colaizzi[13]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였

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단계에서는 면담하면서 내용을 반복적 읽음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대상자의 핵심간호술기를 통해 실

습의 경험을 내용을 연구보조원에 의해 필사하도록 하

였다. 필사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다시 질문내

용과 나타난 구체적인 주제에 따라, 전체 자료에서 의

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였다. 세 번째에서는 의

미 있는 진술들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관련성이 없는 표

현과 요인들을 제거하면서 비슷한 속성으로 묶는 범주

화 작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참여자의 경험에서 도출된

의미를 주제, 주제묶음으로 범주화 한 후 원 자료와의

일치, 모순여부를 수차례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거쳤다.

네 번째 단계는 분석된 자료를 본질적인 주제에 따라

심도 깊게 기술하였다. 다섯 번째 최종적인 진술의 타

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는 토의 내용과 결과를 요

약한 내용을 연구 대상자 중 무작위로 1인에게 자신의

경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4. 연구의 질 확보

본 연구에서 Lincoln과 Guba[14]의 연구의 엄정성 평

가 기준에 따라, 연구이 사실적 가치(truth value), 적용

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

의 네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연구의 질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참여자 학생 중 핵심기본간호술 경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학생으로 하였으며, 진솔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학생이 면담이 편한 시간과 장소를 선정

하였다. 또한 면담내용을 필사한 것을 바탕으로 왜곡되

지 않고 잘 기술되었는지 확인받았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자료수집에 있어 새로

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심층적으로 수집하고 포

화시키고자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와외 간호 대

학생들에게 연구 결과 제시했을시 수긍하고 공감함을

확인하였다. 섯째. 일관성(consistency)은 감시가능성이

라고도 하며,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질적연구에 경험이

많은 교수님 2인과 주 2회 이상의 논의를 하였고, 자료

분석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적합한 주제를 도

출하기 위한 논의과정과 제시된 분석단계에 따라 수정

작업을 거쳐 연구의 일관성을 높이려고 하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을 위해서는 본 연구자는 자신의 경

험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면서 편견에 대한 개인일지에

기술하는 작업을 통해 연구시작과 완결 때 까지 계속

노력하였다.

5. 연구자의 준비

본 연구의 연구도구는 연구자이기에 연구자는 질적

연구와 관련하여 박사과정 대학원에서 질적 연구 교과

목을 수강하였으며, 질적 내용분석과 학문에 지속적으

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다양한 임상실습지도

와 기본간호학의 강의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질적 내용

과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Ⅲ.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전의 핵심기본간호술을 통한

간호의 본질과 파악하고 규명하고자 심층면담과 자기

보고서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Colaizzi[13]의 자

료 분석 방법에 따라 의미 있는 진술을 분석하면서 유

사한 것끼리 묶었다.

간호대학생의 핵심간호술기을 통한 주제들간의 관련

있는 것끼리 묶고, 주제간의 맥락적 측면에 이해를 돕

고자 하였다. 결국, 3개의 본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3

개의 범주, 6개의 주제모음, 22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되었다.

이는 ‘도움의 의미’, ‘두려움의 극복’, ‘간호술기 습득

기회’감.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범주 1: 도움의 의미

1.1) 주제모음: 동료들과의 도움에서 간호를 만나다.

“술기 평가를 준비할 때 친구들과 함께 연습하고 모

르는 것을 도와주면서 준비했는데, 실습을 나가서도 이

렇게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것이 간호가 아닐까 싶던데요.” (참여자1)

“동기들의 도움으로 술기 과정이 고쳐지는 게 신기

했어요.” (참여자3)

“잘못된 부분이 고쳐지는 것이 이상했어요. 사실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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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도 잘 모르면서…병원 가면 저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죠.” (참여자2)

1.2) 주제모음: 내실강화

“친구들의 도움도 도움이지만, 생각보다 체력이 없다

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여자7)

“다른 누군가를 간호한다고 하면서 몸 컨디션을 최

상으로 만들고 영양제도 챙겨 먹어야겠다고 생각이 들

었어요.” (참여자10)

“간호는 자기인식이 잘 되어야 하는 것 같기도 하

고….” (참여자15)

2) 범주 2: 두려움의 극복

2.1) 주제모음: 반복되는 훈련

“처음에는 엄청 떨렸는데…마지막엔 별로 떨리지도

않고 익숙해져서 실습 나가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

신이 생겨요.” (참여자6)

“실수할까 두렵고 아는 것이 없어 피해를 주는 사람

이 될까봐 걱정되어 실습 수업 또한 두려움이 있었어

요.” (참여자8)

“이상한 건 계속 연습하니깐 되더라구요.” (참여자9)

2.2) 주제모음: 자신감 상승

“수업을 통해 얻은 만족감과 자신감으로 임상실습에

열심히 임하면 되겠다는 다짐이 들었어요.” (참여자11)

“실습시험을 치면서 큰 목소리로 말을 하면서 시험을

쳤는데, 그 큰 목소리가 저에게 다시 자신감을 얻게 되

고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게 했어요.” (참여자17)

“이것저것 물어보면 방해 될까봐 걱정도 됐고, 혹시

나 혼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핵심간호술기

수업을 하면서 질문에 칭찬을 해주시니 용기가 나던데

요.” (참여자9)

“나도 환자에게 질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요.” (참여자12)

“첫 실기 시험 후 못하는 내 모습에 이를 갈고 연습

을 하니,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참여자11)

“실제 만지니 간호사로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사명

감이 느껴졌습니다.” (참여자14)

3) 범주 3: 간호술기 습득 기회

3.1) 주제: 지적 호기심

“별로 잘한 것 같지 않은데, 교수님께서 자꾸 칭찬을

해주시니깐 진짜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요. 그래서 시험 때는 죽도록 연

습했어요.” (참여자8)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실습을 다 해 보지 못해 아쉬

웠는데 관련 물품을 보고 만지니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

이 듭니다.” (참여자7)

“앰플 잡기, 주사기 공기 빼기 등 경험들을 미리 하

게 되어 준비를 할 수 있어 좋아요.” (참여자3)

“인형은 실수를 하면 다시 하면 되지만 현장에서 환

자분께 실수는 하지 않을까….” (참여자9)

“핵심기본간호술이 부대찌개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간호지식을 넣어야 좋은 간호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참여자8)

3.2) 주제: COVID-19로못한실습에대한새로운기회

“2학년 때 코로나로 하지 못한 실습도 있어서 부족

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핵심간호술기 시간을 통해 익

힐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15)

“애니가 아닌 환자에게 간호를 제공하려고 생각하니

더욱 책임감이 밀려와요.” (참여자9)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전 핵심간호술기

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의 의미를 탐색해 보는 경험

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3개의 범주와 6개의 주제 모음

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간호 대학생이 임상실습

의 경험 전 핵심기본간호술을 통해 협동을 통한 간호의

의미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고, 간호술기를 습득하는 기회가 되었다.

첫째, “도움의 의미”는 ‘동료들과의 도움에서 간호를

만나다’, ‘내실강화’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는 핵심

기본간호술의 수업의 특성상 팀별 연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동료들 간의 협동이 흥미를 이끌어내고 긍정

적인 반응은 자신감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15]의 소속감과 동료의심이 생김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 이는 교과의 특성상 팀별로 실행하게 되

고, 핵심간호술기를 하면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주

면서 동료의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Yang[1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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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실습을 경험으로 한 질적연구의 실습하면서 의지

가 되는 친구들을 해석되어진 연구와도 유사하게 나타

났다. 이러한 첫 실습에 대한 어려움은 동료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이는 돌봄의 간호에 대한 의미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동료의식을 확대하여 환자에 대한

간호의 의미도 파악하는 것으로 보아 간호의 철학도 제

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둘째, “반복되는 훈련”, “자신감” 주제가 구성되었다.

이는 핵심간호술기를 이론적 지식을 배경으로 반복적

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Jung[17]의 연구

“몸에 배어 있는 듯 느꼈으며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술기 과정의 습득이 몸으로 체득되고 난 후의 숙련되어

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다는 연구와 낯선 실습지와 막연한 두려움으로 나타

난 [18]의 연구와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정, 불안감과 같

은 정서상의 문제를 나타난[19]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났다. 또한 정신과 실습경험에서 실습의 두려움

을 연구한[20]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났다. 이에 핵심기

본간호술 간호는 간호인증 평가를 위한 대비뿐만 아니

라 첫 임상실습을 대비하기 위한 유사한 상황에서의 경

험으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교과과정을 개발하여 실

습 전의 두려움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지적 호기심”, COVID-19로 못한 실습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주제모음이 구성되었다. 이는 [15]의 연

구 자기 반성으로 학습동기 유발하는 연구결과와 맥락

을 같이 하였다. 이는 참여자에게 실습을 하면서 교수

님의 칭찬이 학습에 지적호기심을 생기게 하는 촉매제

역할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임상실습

전후 간호사에 긍정적으로 심어주는 연구[21][22]와 유

사함을 나타냈다. 또한 전문성을 확인하면서 배움의 호

기심을 느끼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는 핵심기본간호술을 통해 경험을 간호의 의

미를 찾으려 탐구함으로써 실습경험의 본질을 이해하

고자 시도되었다. 비대면으로 실습을 제대로 할 수 없

었던 학생들에게 임상의 첫 실습은 많은 부담으로 나타

났으며, 이를 위해 기본핵심술기의 실습은 실습을 넘어

간호의 의미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동료들과 함

께 연습하는 가운데 간호의 진정한 의미를 학습하는 기

회가 되었으며, 이는 간호를 실질적으로 행해야 하는

위치로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결론적으로 추후에도 비대면

이 일상이 되어가고, 그런 가운데 임상실습 전 시행되는

표 1. 핵심기본간호술을 통한 첫 간호의미 경험
Table 1. The Experience of Frist Nursing Meaning among Fundamental Nursing Skills

category theme sub-theme

Meaning of help

Meet Nursing in Help with Colleagues

Help nursing

change

Someone's helper

Reinforcement of internal stability

health

Strengthen physical condition

Self-awareness

Overcoming fear

Repetitive training

practice

fear

training

Increased confidence

promise

Inner reverberation

compliment

enlightenment

Opportunity to acquire
nursing skills

Intellectual curiosity
hospitality

sense of duty

New Opportunities for Hands-on Not with COVID-19
lack of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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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간호술기는 전인간호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철학

적인 교육방법을 실제적인 표현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

개발되고, 간호술기와 간호철학을 교육하는데 기초 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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